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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mental Studies on Bond and Splice Performance of 

Splice Sleeve for Connecting Rebar

강덕만·박용걸*·이현기·문도영

Duk Man Kang·Yong Gul Park·Hyeon Gi Lee·Do Young Moon

1. 서 론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recast Concrete, PC) 공법은 공장에서 제작된 콘크리트 부재를 현장으로 운반 후 조립하여 시공하는

방법이다. PC공법은 고품질화 및 시공 효율성 향상뿐 만 아니라 현장 작업의 간소화에 따른 공기 단축이 가능하여 PC공법의

적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 건설분야에서도 제품 제조 및 생산에서의 자동화와 생력화가 주요 이슈

로 부각됨에 따라 PC제작공법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PC공법은 콘크리트의 부재를 분할하여 제작하고, 현장에서 부재의 접합부를 연결하여 구조체로의 일체성을 확보하게 되므로

철근의 연결부 이음에 따른 연속성 확보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PC부재의 접합부 및 철근 연결부의 일체성은 전체 구조

물의 강성 및 강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음부의 일체성 확보를 통한 현장 타설 구조물과 동등 이상의 성능을 발휘하게 하

는 것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다양한 철근이음공법이 개발되고 있으며, 참고문헌[2]에 의하면 PC부재의 연결방법 중 철근이음

은 겹침이음, 기계압접이음, 기계식이음, 용접식이음 등 여러 방법들이 개발되어 실용화 되고 있지만 각각의 방법에는 장단점이

있다. 철근의 겹침이음의 경우 기준에서 규정된 겹침이음 길이(1.5m 내외)가 상당히 길어져 시공성의 저하를 야기하고, 기계적

Abstract The PC (Precast Concrete) construction method is a technique where concrete members that have been pro-

duced in a plant are constructed on site. Thus, continuity and secure integration of a structure that can be obtained by

connecting rebars at splicing joint for PC members are the main areas of concern for this method. To evaluate the splic-

ing and bonding performance according to application of a splice sleeve for connecting rebar in this research study, the

diameter of rebar, development length, grouting strength etc. were set as variables. The performance and stiffness of

splicing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length of grout strength were measured and evaluated. In addition, by conducting

comparative analysis on each of the variables, the factors that affected the splice sleeve for connecting rebar were dis-

cussed. The results confirmed that the strength and stiffness of the splice sleeve for connecting rebar were significantly

affected by the development length while the increase in performance according to grout strength was not as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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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콘크리트 구조물의 고품질화와 시공 효율성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법 적용

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PC공법은 공장에서 제작된 콘크리트 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부재접합부에

철근이음을 통한 구조체의 연속성 및 일체성 확보가 공법의 주요 현안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철근연결용 스플라

이스 슬리브 적용에 대한 이음 및 부착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철근의 직경, 철근 정착길이 및 그라우트 강도 등에 대

한 변수를 설정하고 철근의 정착길이 및 그라우트 강도에 따른 이음부의 성능 및 강성을 평가하며, 각 변수들의 비교

·분석을 통해 스플라이스 슬리브가 철근연결부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 결과, 철근연결용 스플

라이스 슬리브의 성능 및 강성은 철근의 정착길이에 따른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그라우트 강도에 따른 부착

및 성능 증진은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요어 : 철근이음, 스플라이스 슬리브, 정착길이, 이음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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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음 방법 중 커플러이음의 경우 철근을 맞대어서 연결해야 하므로 조립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흡수하기 어렵고, 접

합부에서의 작업공간 확보의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용접이음 역시 커플러이음과 유사한 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용

접부의 균일한 품질 확보가 어려운 문제점 등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제작 및 시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철근 간의 오차 발

생에 대한 단점을 보완하고, 시공효율성을 효과적으로 증진하기 위해 모르타르 그라우트 충전식 철근이음방법이 다수 적용되고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2]. 

모르타르 그라우트 충전식 철근이음을 보다 안정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슬리브 철근이음이 보유하고 있는 일체성 및 연

속성에 대한 구조성능의 적절한 평가방법이 요구된다. 이러한 철근이음의 성능평가를 위한 주요 구조성능으로는 강도, 강성, 연

성 등이 있으며, 이 중 강성에 대한 평가는 응력 집중이 발생되는 기둥의 단부 또는 접합부에 설치가 되는 경우 철근이음의 강

성이 구조물 전체의 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항목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최근 구

조성능이 향상된 고강도 철근의 요구가 급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연결방법에 따른 성능 및 강성 확보와 평가도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3].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고강도 철근(SD 500)에 대한 연결방법으로 그라우트 충전식 철근이음공법을 적용하고자 하였으며,

고강도 철근이음부의 부착성능 및 구속효과를 통한 강성확보를 위해 슬리브의 내·외측을 굴곡형태로 제작하였다. 또한 기존의

슬리브는 주물방식과 달리 본 연구에서 적용되는 슬리브는 기성강관을 이용하여 슬리브의 외형을 프레스를 통해 굴곡을 형성

하는 방식으로 제작기법을 간소화하였다[4]. 

본 연구의 목적은 일반 콘크리트 구조물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직경 D19, D25 및 D32 규격의 SD500 철근에 대해 고

강도 철근이음용 스플라이스 슬리브를 적용하여 이음 및 부착성능을 평가하는 것으로 철근의 이음 및 부착성능에 영향인자를

고려하기 위해 정착길이 및 그라우트 강도를 변수로 설정하였으며, 각 변수의 강도 및 강성 평가·분석을 통해 고강도 철근이음

용 스플라이스 슬리브에 대한 최적의 주입 그라우트 강도 및 고강도 철근에 대한 적정 정착길이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는 고강도 철근이음용 스플라이스 슬리브 연결부의 철근직경 및 정착길이와 충전 모르타르의 압축강도 등에 따

른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험변수를 다음 Table 1과 같이 설정하였다. 철근의 직경은 적용성을 고려하여 항복강도 500MPa

및 탄성계수 2.0×105MPa의 고강도 철근의 직경 19, 25, 32mm 범위로 설정하였다. 각 철근직경에 대한 정착길이는 표준정착길

이 7.5d(d는 철근의 공칭직경)인 경우와 부착응력 산정을 위한 표준정착길이보다 짧은 7d, 6d, 5d 까지의 범위를 정착 길이에

Table 1. Test variables.

Specimens
Nominal 

Diameter

Sleeve specification (mm)
Development 

length

Mortar strength

(MPa)Length
External 

diameter

Upper internal 

diameter

Lower internal 

diameter
Thickness

D19-7D
D19 410 60.5 40 44 3.2

7D (135mm) 70

D19-7.5D 7.5D (145mm) 90

D25-5D

D25 410 60.5 40 44 5.2

5D (125mm) 70

D25-6D 6D (150mm) 70

D25-7D 7D (175mm) 70

D25-7.5D 7.5D (190mm) 90

D32-7D
D32 500 76.3 54 55 7.0

7D (225mm) 70

D32-7.5D 7.5D (240mm) 90

※ Sleeve spec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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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변수로 설정하였다. 또한 고강도 철근이음용 스플라이스 슬리브에 적용되는 충전 그라우트는 설계기준 압축강도가 70,

90MPa인 고강도 무수축 그라우트를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설정된 변수인 철근정착길이 및 충진 그라우트의 강도에 따른 부착

응력 및 강성 영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실내시험을 실시한다.

철근이음에 대한 성능평가는 100tonf의 용량의 UTM에 제작된 슬리브 실험체를 설치하고 인장력을 가하는 방법으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가력 방법은 초기 하중으로 철근설계기준 항복강도의 95%까지 가력한 후 2%까지 하중을 감소하고, 다시 파괴 때

까지 가력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가력 과정은 다음 Fig. 1에 도시하였다. 철근과 슬리브의 변형거동을 측정하기 위해 LVDT

를 사용하였으며, 변위 측정을 위해 슬리브가 끝나는 부위에서 20mm 이격된 위치에 LVDT를 설치하였다. LVDT는 좌우 양측

에 설치하여 평균값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실험형상 및 사진을 다음 Fig. 2와 같이 나타내었다. 여기서 L0는 슬리브의 길이,

L은 슬리브 양단부에 각각 20mm를 추가한 슬리브 이음의 상대변위 측정거리이다[5].

3. 실험 결과

본 연구에서 고강도 스플라이스 슬리브 철근이음의 철근직경 및 정착길이에 따른 하중과 변위 측정결과는 다음 Fig. 3과 같

다. 실험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7d 이하의 정착길이에서는 모두 부착파괴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정착 길이 7.5d

의 경우 철근의 직경과 관계없이 모두 철근이 파단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기계적 이음장치에 대한 설계기준은 철근의 설계기준 항복강도보다 1.25배 이상의 강도를 발휘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

다. 이에 따라 철근의 항복강도(fy)를 직경에 따라 하중으로 변환하여 규정값을 그래프에 표기하였다.

그 결과 철근의 항복강도수준 이상의 하중에서도 부착파괴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직경 32mm를 제외한 모든 시

험체가 1.25fy 이하인 경우 철근이 인발되는 부착파괴를 나타내었다. 정착길이가 짧아질수록 낮은 파괴하중을 나타내었으며, 단

조 가력 시 초기의 변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짧은 정착길이에 따른 철근 부착영역의 감소로 인한 그라우트와 철

근의 슬립 영향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영향으로 직경 25mm의 시험체에서도 정착길이 7d의 경우 7.5d보다 변위

가 증가한다. 하지만 항복 이후의 하중 증가가 미미한 수준에서 7.5d가 7d 보다 높은 연성을 나타내며 이는 정착길이 증가에

따른 철근부착의 구속 및 마찰력 증가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3.1 슬리브 철근이음의 강성 평가

슬리브 철근이음의 강성을 평가하기 위해 본 연구에 적용된 직경 19, 25, 32mm의 슬리브 철근이음에 대하여 인장시험으로

철근이 파단된 정착길이 7.5d의 응력-변형율 관계는 Fig. 4와 같다. 여기서 응력(σ) 및 변형율(ε)은 다음식(1)과 (2)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6].

 (1)

여기서, σ: 응력(N/mm2), P: 하중(N), Ast: 철근의 공칭단면적(mm2)

σ

P

A
st

-------=

Fig. 1. Illustration of monotonic loading schedule. Fig. 2. Specimen setup for monotonic loading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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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Monotonic loading test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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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여기서, ε: 변형도(%), ΔL: 실험체의 변형길이(mm), L: 실험체의 측정길이(mm)

철근이음에 대한 국내 규준(KS)에 의하면 이음부의 강도가 모재 철근규격 최소 항복점의 125%이상과 강성은 단조가력 시의

변형향이 0.3mm이하로 규정되어 있어 본 연구에서 철근이 파단된 시험체 결과에 의하면 Fig. 3과 같이 규정을 만족하는 결과

를 나타내었다. 강성에 대한 기준은 단조가력 AIJ기준(일본건축학회, 2010)에 따르면 기계적 철근이음의 구조성능을 4등급(SA

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분류하여 철근이음의 위치, 구조설계방법 등에 따라 등급별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AIJ 기

준은 SA등급의 이음은 강도, 강성, 연성이 모재 수준의 이음이고, A등급의 이음은 강도와 강성이 모재 수준의 이음으로 정의

하고 있다[7]. 이를 산술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AIJ기준에서는 Table 2와 같이 단조 가력에 대한 이음부의 강성을 평가하고 있

으며, 모재 철근의 탄성계수와 모재 철근의 인장강도 95% 및 70%에 대한 강성을 비교하여 SA등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적용된 SD500 고강도 철근의 파괴된 정착길이 7.5d에 대한 실험체를 대상으로 AIJ기준에서 정의된 단조가력 상

태의 Fig. 4와 같은 응력-변형율 분석을 통해 Table 2의 강성 산정 및 등급 평가를 수행하였다. 철근직경에 따른 이음부의 성능

을 확인한 결과 항복강도는 521~550MPa, 극한강도는 641~667MPa의 범위로 확인되어 철근과 유사한 성능을 나타내었다. 철

근직경에 따른 성능 또한 초기 단조가력 및 항복 이후의 거동에서 유사한 특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AIJ기준에 따른 등급을 평

가한 결과 정착길이 7.5d인 경우 모든 철근직경에서 기계적 철근이음의 강성이 SA등급으로 평가되었다[8].

3.2 정착길이에 따른 슬리브 철근이음의 성능 평가

본 연구에서 적용된 철근 스플라이스 슬리브 이음부의 그라우트 내의 철근정착길이에 따른 강성 및 부착성능을 평가하기 위

해 직경 25mm 철근의 정착길이별 하중과 변위 관계를 Fig. 5와 같이 그래프에 도시하였다. 초기 단조가력 시 7d 이하의 정착

길이의 증가에 따른 하중은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었지만 강성은 일정한 비율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슬리브 충진

그라우트의 부착응력은 유사하게 작용하나, 정착길이가 증가함에 따른 내부 슬립량의 영향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최종 부착파괴까지의 최대 하중은 정착길이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내었으며, Fig. 6과 같다. 정착길이 7d 이

하의 최대 강도의 경우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났으며, 추세선의 결정계수(R2)가 0.9839의 값을 나타내어 정착길이와

의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정착길이 증가에 따라 부착 응력은 동일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착길이 증가를 통해

철근 항복강도의 125% (625MPa) 이상의 성능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그라우트 강도에 따른 영향을 평가

하기 위해 각 철근직경에 대한 시험체에 대하여 부착응력을 계산식을 통해 산정하고, 철근이 파단한 시험체의 최대 강도로 부

착응력을 추산하여 그라우트 강도에 따른 부착응력의 영향을 확인하였다.

실험을 통해 측정된 최대하중을 적용하여 부착응력을 산정하였으며, 각 철근직경 및 정착길이에 따라 다음 식(3)을 이용하여

ε

LΔ

L
------- 100%×=

Table 2. Evaluation of stiffness (AIJ code).

Type 

Elastic 

modulus

Steel

(GPa)

D19-7.5D

(GPa)

D25-7.5D

(GPa)

D32-7.5D

(GPa)

E0 200 - - -

0.9E0 180 - - -

0.95fyE - 694 429 711

0.70fyE - 662 596 784

※ Stiffness class in AIJ code

▪ SA class : 0.70fyE ≥ E0 and 0.95fyE ≥ 0.9E0

where, fy : Specified yield strength of rebar

E0 : Elastic modulus of rebar
Fig. 4. Stiffness of each specimen under monotonic loading in

mechanical sp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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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응력을 비교하였다. 산정된 부착응력은 다음 Table 3과 같으며, 철근 파단 시험체에 대해 최대 강도에 요구되는 부착응력

을 추산한 것이다. 그 결과, 부착파괴 양상의 시험체와 철근 파단 양상의 시험체 모두 유사한 부착응력을 나타내었으며, 이는

충전그라우트 강도증가에 따른 영향은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3에 의해 평가된 부착응력 산정 값에 따르면 그

라우트의 강도 증진에 의한 부착응력 증진은 미미한 수준으로 예측되며, 최대 강도는 그라우트의 부착길이에 따라 선형적인 거

동 특성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철근 연결용 스플라이스 슬리브의 이음성능 확보를 위해서는 충진그라우트 내의 철근의 정착길

이가 가장 주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70MPa 이상의 충진그라우트의 경우 7.5d가 최적의 정착길이로 판단된다

[2,9]. 

(3)

여기서, τ: 부착응력(N/mm2), Pmax: 부착파괴시 최대하중(N), d: 철근직경(mm), l: 철근정착길이(mm)

3.3 파괴모드 예측식과의 비교

일본의 AIJ기준에서는 기계식 철근이음의 구조성능을 강성 및 연성에 따라 SA급, A급, B급으로 구분하여 그 적용범위를 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파괴모드 즉, 예측식 철근이 파단되는 영역을 나타내는 식(4)와 철근의 항복에 의해 슬리

브의 강도가 결정되는 경우의 식(5)를 이용하여 각각에 대해 실험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7].

(4)

τ

P
max

πdl
------------=

 f
g

5f
su

2f
sy

–

6 l d 0.7–⁄( )
--------------------------=

Fig. 5. Stiffness comparison by each development length.  Fig. 6. Maximum loading according to development length.

Table 3. Evaluation of bonding stress.

Specimen Pmax (kN) d (mm) l (mm) τ (N/ mm2)

D19-7D 176.5
19.1

135 21.8

D19-7.5D 188.1 145 21.6 (Estimation)

D25-5D 180.7

25.4

125 18.1

D25-6D 240.4 150 20.1

D25-7D 278.4 175 19.9

D25-7.5D 324.8 190 21.4 (Estimation)

D32-7D 498.3
31.8

225 22.2

D32-7.5D 529.5 240 22.1 (Est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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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여기서, fg: 그라우트의 압축강도(MPa), fsy: 철근의 항복강도(MPa), fsu: 철근의 극한강도(MPa)

파괴모드 예측식에 의해 산정된 그라우트 강도와 정착길이의 관계를 다음 Fig. 7에 도시하였으며, 본 연구에 적용된 정착길

이 및 그라우트 강도도 같이 나타내었다. 실험결과 또한 철근이 파단한 경우와 부착파괴가 발생한 시험체를 구분하여 나타내었

다. 다음 그림에서의 실선은 철근이 파단되는 영역을 나타내고, 점선은 철근이 항복에 의해 슬리브 강도가 결정되는 영역을 나

타낸다. 따라서 식(4) (실선)에 의해 결정되는 영역의 우측 위는 철근이 파단되는 구간(SA등급)이고, 식 (4) (실선)과 식 (2) (점

선) 사이의 구간은 철근이 항복한 후 부착파괴가 발생하는 구간(A등급), 식 (2) (점선)의 좌측 아래는 철근의 항복 전에 부착파

괴가 발생하는 구간(B등급)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 적용된 정착길이 7.5d의 경우 예측식의 철근이 모두 파단되는 구간(SA

급)으로 분류되며, 직경 25mm의 정착길이에 대한 예측 결과는 정착길이 6d 이상의 경우 철근이 파단되는 구간(SA급)으로 예

측되며, 5d의 경우 철근이 항복한 후 부착파괴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기존 연구의 예측식의 경우 슬리브 종류 및 형

상에 따라 부착파괴 구간의 정착길이 및 그라우트 재료에서는 다소 과소평가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예측식에 따라 도시된

Fig. 7과 같이 주입 그라우트의 압축강도 증가를 통해 정착길이를 다소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프에 나타난 바

와 같이 그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다. 상기의 분석결과로부터 철근이음용 스플라이스 슬리브 연결부는 그라우트 설계강도의 향

상보다 정착길이 증가를 통한 이음부의 성능 확보가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2,10,11].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고강도 철근 연결용 스플라이스 슬리브에 적용되는 철근의 직경 및 정착길이와 주입 그라우트 강도에 따른 성

능을 평가하였다. 또한 실험결과 및 기존 연구의 평가기법에 따른 각각의 영향인자를 분석하여 최적의 정착길이 및 그라우트

강도를 제안하고, 철근연결방법 중 스플라이스 슬리브 적용 시 효과적인 설계인자를 고찰하였다.

(1) 철근 연결용 스플라이스 슬리브의 이음부 성능 평가결과 철근의 직경과 관계없이 정착길이 7.5d의 경우 모두 철근이 파

단되는 파괴양상을 나타내었으며, 항복강도 521~550MPa와 극한강도 641~667MPa 범위로 철근과 유사한 성능을 나타내어 우

수한 이음 성능을 나타내었다. 또한, AIJ기준에 따라 철근이 파단된 슬리브 시험체를 강성을 평가한 결과 모든 시험체가 SA등

급으로 우수한 강성을 보였다.

(2) 또한 슬리브에 적용된 충진그라우트에 대한 부착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7d 이하의 부착파괴된 시험체에 대해 부착응력

 f
g

f
sy

2 l d 0.7–⁄( )
--------------------------=

Fig. 7. Prediction method of failure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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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산정하였으며, 그 결과 모든 시험체의 부착응력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철근이 파단한 7.5d 경우 최대 강도에 대

한 부착응력을 역으로 추산하여 그라우트 강도에 따른 부착응력의 영향을 확인하였다. 또한, 그라우트 압축강도 증진을 통한 이

음부의 부착성능 증진수준은 미미 하므로 정착길이 증가를 통한 이음부의 성능 확보가 보다 효과적인 방법인 것으로 확인된다. 

(3) 기존 연구결과를 통한 파괴모드 예측식과 본 연구에서의 실험결과를 비교·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기존예측식의 정착길이

와 그라우트 강도의 상관관계에 따른 파괴양상은 다소 과소평가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부착길이 따른 철근의 이음 성능

은 선형적인 거동특성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의 예측식에서 평가된 바와 같이 철근 정착길이 감소를 위한 그라우트 강도증진은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4) 본 연구에서는 고강도 철근 연결용 스플라이스 슬리브의 정착길이, 그라우트 강도 등 주요 변수에 대한 철근이음성능실험

및 분석 결과, 슬리브의 종류 및 형상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정착길이를 통한 슬리브 이음부의 성능 확보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그라우트 강도 70MPa 이상의 경우 7.5D의 정착길이를 적용함으로서 우수한 강도 및 강

성을 갖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보다 높은 강성 및 강도를 위한 이음부의 설계시에도 정착길이의 조정을 통해 보다 효과적이

고 경제적인 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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